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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T 화재시나리오를 적용한 이방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의 내화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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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jor infrastructure such as bridges, tunnels, PCCVs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Vessel), and gas

tanks are Prestressed Concrete (PSC) structure types, which improve their safety by using confining effect from prestressing. Gen-

erally, concrete is known to be an outstanding fire resistant construction material. Because of this reason, researches related to

extreme fire loaded PSC member behaviors are not often conducted even though PSC behavior under extreme fire loading is sig-

nificantly different than that of ordinary reinforced concrete (RC) behavior. Therefore, in this study, RABT fire loading tests were

performed on bi-directionally prestressed concrete panels with 1000×1400×300 mm dimensions. The prestressed specimens were

applied with 430 kN prestressing (PS) force using unbonded PS thread bars. Also, residual strength structural tests of fire tested

PSC and ordinary RC structures were performed for comparis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SC behavior under fire loading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at of R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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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연구동향

국내 경제의 발전과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설계기술의

발달과 함께 역학적으로 효율적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가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교량 및 특수 구조물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차

폐성능과 안전성으로 PSC 구조는 원자력 구조물을 비롯

하여, 가스탱크, 격납고와 같은 저장 구조물 등에 필수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구조물들이 점차 초대형화,

특수화가 되어가면서 해양구조물인 해저저유 탱크 및 침

매터널과 같은 주요 사회기반 구조물에 PSC 구조의 적

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1-3)

 그러나 지난 2011년 일본의 후

쿠시마 원전사고와 2010년 외곽순환도로 부천 고가교 화

재사고와 같은 극한하중에 대한 사회기반시설물의 피해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충돌, 화재 등의 극한하중에 대

한 구조물의 성능검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6)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른 구조재료에 비하여 낮

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내화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7,8)

 그러나, 강봉 및 강연선 등의 긴장재에 의해 구

속된 PSC 구조물의 경우, 고온의 화재에 대하여 일반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상이한 거동 및 파괴형상이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와 내화재료의 내화성능 및 거동에 대한 연구에 주로 초

점이 맞춰져 있다.
7-10)

 

PSC 구조물은 지압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40 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긴장재

에 의해 높은 압축력으로 구속되어있어 부재 내에 국부

적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된다. 또한 콘크리트와 긴장재,

철근 등의 열팽창률의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응력이 발

생하며, 화재에 의해 손상된 콘크리트의 재료 및 구조성

능 저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PSC 구조물에서 폭렬현상이 쉽게 발생하

게 된다.
10,11)

 이와 같은 PSC 구조물의 내화성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에서야 국내외적으

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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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s et al.(2004)은 원전격납건물에 적용되는 강연

선과 볼트의 고온에 대한 재료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400~600
o
C의 온도 변화와 변형률 속도에 따라 실험적으

로 검토하였으며,
11)

 John(2009)과 Kevin(2007)은 화재에

의한 비부착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의 응력손실과 긴장력

릴랙세이션(relaxation)에 대한 전산모델을 구축하여 실험

적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12,13)

 

국내의 경우, 박해균 등(2005)에 의해 PC 강봉에 의한

압축력을 도입한 세그먼트에 대한 화재실험을 수행하였으

나, 긴장력에 의한 압축력은 잔류수압 및 토압의 적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6.5 MPa의 낮은 압축력을 가하여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혼입률에 따

른 콘크리트 세그먼트의 내화성능검토를 수행하였다.
14)

또한 전세진 등(2005)은 PSC 원전격납건물의 화재 시나

리오에 대한 온도분포해석 및 열응력해석을 수행하여 내

화성능 평가절차를 제안하였다.
3)

그러나 국내에서도 PSC 구조물의 내화성능에 대한 파

괴형상 및 손상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른

내화대책 및 열응력해석을 위한 검증자료의 확보가 필요

하다. 특히, 건축부재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래의 화재 시

나리오가 아닌,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 또는 극한 화

재하중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화재시나리오를 고려하

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원전격납건물 벽체 또는 LNG

탱크의 외부벽체, 쉴드터널용 콘크리트 세그먼트와 같은

이방향 PSC 구조물을 선정하여, 극한 화재시나리오로 가

장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RABT(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βentunneln)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일반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의 거동을 실험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비부착 프리

스트레싱 긴장력의 릴렉세이션과 구속압의 복합적인 거

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응력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더

불어, 화재하중에 의해 손상 받은 구조물의 잔존내력 구

조실험을 수행하여 PSC 구조물의 화재에 의한 손상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극한 화재시나리오

이 연구에서 선정된 이방향 PSC 구조물의 극한 화재

에 의한 손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의 항공유

화재곡선과 같이 항공기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화재시나리오로 구성

하였다. 항공유는 그 발화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으

므로 외부 화재시 통상적으로 거의 초기 시점부터 최대

온도 1100
o
C에 도달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16)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한 항공유 화재시나

리오는 독일의 교통성 도로건설부가 규정하고 있는 RABT

화재온도곡선과 유사하다. RABT 화재시나리오는 5분 내

에 1200
o
C에 도달하여, 60분간 온도를 유지한 뒤에, 120

분간 점진적으로 온도를 하강시키는 곡선으로 이는 실제

터널에서의 차량 화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

다. 네덜란드 운수 공공사업성 치수본국이 규정하고 있

는 RWS 화재시나리오는 5분에 1100
o
C에 도달되어 60분

후에 1350
o
C의 최고온도에 이르게 되는 화재 이력을 가

지며, 많은 화재시나리오 중에 가장 극심한 조건을 고려

한 화재곡선이다.
15,17) 
그러나, RWS 화재시나리오는 극한

의 화재시나리오를 나타내며, 실제 실험 시 콘크리트 시

편이 융해하여 PSC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위험성이 커

진다고 판단하여 RABT 화재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 부재의 내화시험을 위해

서 ISO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ISO 834 화재온도곡선은 2

시간 동안 약 1030
o
C의 지속적인 온도 상승을 이루는 온

도곡선이다. ISO 834 화재온도곡선은 소파, 커튼 등의

건축자재에 의한 화재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동안 지속적

인 온도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PSC 구조물의 대표

적인 원전격납건물의 경우, ISO 화재시나리오에 대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 ISO 화재보다 극한 화

재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

로,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 조건을 고려하여 항공유 화재

시나리오와 유사하면서 극한의 화재시나리오를 모사하기

위하여 RABT 화재곡선을 극한 화재시나리오로 선정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 내화성능 실험

이 연구에서는 RABT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이방향 PSC

패널부재의 거동 및 가해지는 손상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1400×1000×300 mm의 시편을 제작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3.1 대상구조물의 선정 및 시편제작

이방향 PSC 부재의 극한 화재에 대한 거동을 검토하

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차세대 원전격납건물의 벽체

Fig. 1 Fire scenario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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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구조물로 선정하였으며, Fig. 2와 같이 대상구조

물과 동일한 철근비와 PS 텐던비로 이방향 RC 시편 및

PSC 시편을 제작하였다. 사용된 D13 철근은 항복강도

300 MPa,극한강도 440 MPa을 지니는 SD300을 사용하였

으며, 100 mm 간격으로 양단 배근하였고, PS 긴장재는 시

편사이즈의 실험적 제약조건으로 효율적인 구속효과를 발

현시킬 수 있는 ∮32 VSL thread bar 강봉을 적용하였다.

사용된 PS 강봉은 항복강도 950 MPa, 극한강도는 1050

MPa, 6.53 kg/m
3
의 단위중량의 특성을 가진다. 이 연구의

대상구조물인 원전 격납건물이 비부착 포스트텐션 콘크

리트이므로, ∮50 쉬스관을 삽입하여 긴장 후 그라우팅

을 하지 않는 비부착 포스트텐션 방식으로 긴장하였다.

또한, 시편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대상구조물의 강도와

동일하도록 Table 1과 같은 40 MPa 강도의 콘크리트 배

합을 사용하였으며, 장기강도발현을 위하여 플라이애쉬

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였다.

3.2 비부착 포스트텐션닝 작업

긴장작업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배

합강도가 발생한 배합 30일자에 Fig. 3과 같이 PS 강봉

을 이용한 긴장작업을 수행하였다. 긴장작업을 위하여

Fig. 3(b)에서 보는 것과 같이 PS 강봉을 삽입한 후에 앵

커플레이트와 앵커넛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양방

향으로 430 kN에 도달하도록 긴장하였다. 긴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변형률 게이지를 PS 강봉의 중앙, 단부, 긴

장부에 부착하여 변형률에 따른 긴장력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계측한 결과, 360 kN에서 440 kN의 긴장력이 도입

되었다.

3.3 대상 콘크리트 시편의 재료물성

선정된 대상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재료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00×200 mm의 원형공시체를 제작하였

으며,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를 대기

양생과 표준양생으로 재령 28일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

였다. 대기양생에 대한 압축강도, 할렬인장강도, 탄성계

수, 포아송비는 각각 평균 44.3 MPa, 3.9 MPa, 32.98 GPa,

0.196의 포아송비를 나타내었으며, 표준양생의 경우 평균

52.7 MPa, 5.2 MPa, 34.7 GPa, 0.203을 각각 나타내었다.

3.4 화재실험

이 연구에서는 RABT 화재 이력곡선을 모사하기 위하

여, Fig. 4와 같이 최대용량 580000 kcal/hr의 수평고온가

Fig. 2 Specimen details (unit: mm)

Table 1 Concrete mixture

MCA
(1)

(mm)

Slump

(mm)

W/B

(%)

S/a

(%)

Unit weight (kg/m
3
)

AE

(%)W
Binder

S G
C FA

(2)
GGBS

20 150 31.0 46 160 361 52 103 756 907 1.1
(1)

MCA: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2)

FA: fly-ash

Fig. 3 Prestressing of concret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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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가열로의 상

부에 거치하여 시편의 한쪽전면에 가열손상이 가해지도

록 하였으며, 실제 시편에 가해지는 가열면적은 1100×700

mm과 같다. 가열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

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 시편에 발생되는

열전달은 Fig. 5(a)와 같이 K-type의 열전대를 사용하였

다.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가열손상은 가열면적에 동일하

게 가해지므로, Fig. 5(b)와 같은 위치에 열전대를 설치

하였다. 열전대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인 50 mm에서부

터, 100 mm, 150 mm, 250 mm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또한, 화재손상에 의한 재료물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비파괴 수분측정기(K사, HI-

520)와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화재실험 20시간 후에 함

수율과 압축강도의 상대적인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3.5 잔존내력 구조실험

화재손상을 받은 PSC 시편의 잔존내력성능을 검토하

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3000 kN의 만능시험기를 이용

하여 150 kg/s의 하중속도로 구조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의 형상이 이방향 슬래브이나, 화재손상에 의한 가

압위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단순지지에 대하여 선하중으

로 가압하였다. 또한, 화재손상을 받은 가열면을 압축구

간으로 두었으며, 하중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0 kN의 로드셀과 100 mm의 변위계로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손상 형상

Fig. 7은 RABT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철근콘크리트(RC)

시편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시편의 표면손상

과 균열도를 나타내었다. Fig. 7(a)에서 보는 것과 같이

RC 시편은 폭렬에 의해 하부 철근이 드러났으며, 측정된

최대 손상깊이는 62 mm으로 피복부분이 폭렬에 의해 손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7(b)에서 보는 것

과 같이 RC 시편은 거북등균열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온의 열에 의해 시편에 함유된 수분이 시편

전반적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방향 PSC 시편

은 Fig. 7(d)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부 철근 뿐만 아니라

상부 철근까지 노출되었으며, 최대 손상깊이는 237 mm으

로 시편 높이의 약 80%가 폭렬에 의해 손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7(e)의 PSC 시편 상부면에 발생된

균열이 RC 시편과는 달리, 중앙에서 찢어지는 듯한 균

열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화재 실험시 약간의 솟음이 발

생하였다. 이와 같은 PSC 시편의 균열은 전반적으로 이

방향 슬래브의 항복균열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이

방향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압축응력이 최대인 시편의 중

앙부를 중심으로 폭렬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압축영역에서 폭렬의 가능

성이 높아지며, 콘크리트와 철근, PS 쉬스관과 긴장재의

열팽창율의 차에 의해 더 큰 폭렬이 발생가능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7(c)와 (f)의 표면 손상면적을 확인해Fig. 5 Thermocouple placements in the panel

Fig. 4 Heating furnace

Fig. 6 Residual flexural strength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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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면

에 손상된 면적만을 확인하면 RC 시편과 PSC 시편은

7.1×10
5
 mm

2
과 7.97×10

5 
mm

2
로 비슷한 손상면적을 가지

나, 최대 손상깊이에 대하여 손상 부피를 구해보면, PSC

시편이 89.32×10
6 

mm
3
로 RC 시편 44×10

6 
mm

3
의 2배 이

상의 손상부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손상부피는 손상면적에 대하여 최대손상깊이로 손상되었

다고 가정하였으며, PSC 시편은 상부 철근이 노출된 부

분인 중앙부와 하부철근만이 보이는 외부 부분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손상면적과 손상부피를 계산하였으며, 손상

율은 전체부피에 대한 손상부피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4.2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온도이력 특성

RABT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이방향 콘크리트 패널의

온도이력곡선은 Fig. 8과 같다. RC 부재의 경우에는 철

근 피복두께인 50 mm에서 100 mm 사이 정도의 단면손

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SC 부재의 경우에

는 가열면으로부터 150 mm에서 250 mm 사이 정도의 단

면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열면으로 50

Fig. 7 Damaged surface and crack profile of fire tested concrete panels

Table 2 Approximate calculation of maximum damage surface from fire loading

Specimen
Max damage depth

(mm)

Surface damage area

(×10
5
 mm

2
)

Damage volume

(×10
6
 mm

3
)

Damage rate

(%)

RC 62 7.10 44.00 10.48

PSC 237

Center 2.28 54.06 12.87

Exterior 5.69 35.26 8.40

Total 7.97 89.32 21.27

Fig. 8 Temperature-time history curve of fired damaged concrete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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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철근 피복두께) 떨어진 지점에서는 콘크리트가 폭렬

과 탈락으로 인하여, RABT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건조

로의 온도와 유사하게 거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콘크리트의 가열면이 하부철근이 노출될 만큼 손상되

었음을 의미하며, RC 부재와 달리, 열전달이 상부철근까

지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a),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철근 노출이 PSC

시편(가열 후 12분)이 RC 시편(가열 후 17분)에 비하여

5분 가량 먼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스트

레싱에 의한 압축력으로 인하여 폭렬이 보다 빨리 진행

된 것으로 판단된다. RC 시편의 경우에는 가열 후 20분

에서 시편이 종료될 때까지 가열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는 ITA(International Tunnelling Asso-

ciation, 200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폭렬이 화재 초기에

주로 발생하며,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폭렬이 중단

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고온에 의해 콘크

리트 내부균열이 발생하여, 시편표면에 수증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PSC 시편의 경우에는 가열 후 20분 후에도 철근이 폭

렬에 의해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열이 종료된 20시간 후에도 프리스트레싱의 변화로 인

한 시편손상 및 폭렬음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ITA에

서 언급한 것과 달리,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구속된 PSC

부재의 폭렬거동은 PS 긴장재에 의한 압축력 변화에 따

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9의 가열표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RC 시

편의 경우에는 1200
o
C의 가열화재를 콘크리트가 지속적

으로 받아 가열표면이 부분적으로 융해하였기에 폭렬과

탈락으로 인한 PSC 시편의 표면과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이 연구에서 수행한 RABT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온도

이력곡선으로부터 각 위치별 최대계측온도를 터널 구조

용 부재의 사용한계온도와 원전격납건물에 적용하는 설

계온도와 함께 비교해보면 Table 3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터널구조용 부재에 대하여 각 국에서 제시하는 사

용한계온도에 대하여 RC 부재와 PSC 부재 모두 내화재

없이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며, 원전격납건물의 사고시 제

시하는 설계온도에 대하여 PSC 시편에서 계측된 온도는

8.4~1.3배가 높게 측정되었다. 비록 원전격납건물 설계

시 적용하는 화재시나리오가 ISO 834이지만, 이는 앞에

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구조물의 건축자재에 의한 화

재특성으로 인해 장시간동안 완만하게 온도상승이 이뤄

지는 것이므로, 원전격납건물과 같은 PSC 구조물의 화

재 사고 시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는 내화재의 사용 또

는 설계온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3 화재시나리오에 따른 긴장력 이력

비부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PS 강봉이나 강연선에서 사용되는 냉간압연강(cold-rolled

Fig. 9 Photos of heated surface of panels under RABT fire loading

Table 3 Maximum measurement temperature and fire damaged criteria of tunnels and PCCVs

Test results 50 mm 100 mm 150 mm 250 mm

Max. measuring

temperature (
o
C)

RC 785.4 354.2 - 69.38

PSC 1181.8 718.9 587.7 187.2

Tunnel criteria JCI 2002 ITA (2004) RWS Swiss

Max. operation

temperature (
o
C)

Concrete 250-380 380 380 250

Steel 250-350 250 500 -

Nuclear containment vessel KSNP APR 1400 ASME (2004)

Design temperature (
o
C) 141 143 175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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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은 일반철근(mild steel)에 비하여 온도상승에 대하

여 더 예민하기 때문에 화재하중에 대한 긴장력의 릴랙

세이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12,13)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정한 RABT 화재시나리오에 따

른 PS 긴장력을 검토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긴장력은 Fig.

10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시편 제작시 긴장작업 이후

로부터 화재실험 직전에 30~50 kN 정도 긴장력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200
o
C의 화재하중이 가해지는 1시간 동

안은 강봉이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긴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하강하는 1시간에 3시간 동안에는 긴장

력도 함께 감소하나, 초기 긴장력에 비하여 급속하게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에도 긴장력

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대부분의 긴장력이 일정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편의 가로방향으로 설치된

PL-C1, PL-C2, PL-TS는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게이지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긴장력에 비하여,

중앙부(PS-C1, PS-C2)의 긴장력은 평균 212.3 kN, 단부

(PL-ES, PS-ES)는 평균 107.8 kN, 긴장부(PS-TS)는 약

50 kN이 릴랙세이션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4.4 화재손상에 의한 함수율 및 추정 압축강도의 변화

고온에서의 콘크리트는 함수율의 감소와 그에 따른 미

세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여 결합 조직이 이완되거나 특성

을 상실하여 콘크리트 자체의 성질을 잃게 된다.
20)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Table 4와 같이 화재실험 수행여부

에 따른 함수율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화재실험 후의

함수율은 20시간 후에 측정하였으며, 폭렬로 인해 함수

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부를 측정하여 함수

율을 검토하였다. RC 시편과 PSC 시편에서 측정된 화

재시험 전후의 함수율은 유사하였으며, 화재에 의해 가

열된 후에 함수율이 평균 71.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편의 종류에 상관없이 콘크리트 시편

에 함유된 수분의 이동에 의하여 주로 열전달이 이뤄지

며, 유사한 함수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편에 적용

된 압축력 또는 콘크리트 공극의 밀실한 정도에 따라 폭

렬발생정도가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에 따른 추정 압축강도의 변화량은 Table 5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이때의 추정 압축강도는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여 시편 측면에서 비파괴시험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재료학회(JSMS, The Society of Materials Science,

Japan)와 일본 동경도 재료시험소(JTCCM, 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에서 제시한 추정식과

스위스 연방재료시험소(EMPA, Eidgen ssische Materialpr

fungs und Forschungsanstalt, Swiss Federal Laboratories

for Materials Testing and Research)에서 제시한 추정강도

환산표를 이용하여 추정 압축강도를 평균하였다. 일반적

으로 화재손상을 받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공시체를

내화로에 넣어 시험전후의 압축강도 변화를 측정하나, 이

연구의 경우 내화재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적 조건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폭열 및 박락이 크게 발생하여 공시체

를 이용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슈미트해머를 이용하였다.

또한, 화재손상을 받은 콘크리트는 수분감소 및 화학적 특

성의 변화에 의한 슈미트해머의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에

대한 새로운 관계식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시험 전

후의 동일한 식을 사용하여 단순한 반발경도의 차이에 의

한 추정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화

재하중에 의하여, 함수율이 감소한 것과 같이 추정 압축

강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C 시편의 경우

에는 화재에 의해 약 12.7%의 강도감소가 이뤄졌으나,

PSC 시편은 26.4%의 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폭렬 및

PS 긴장력의 변화 등과 같은 가열손상으로 PSC 시편의

Fig. 10 Tensile force history curves under RABT fire loading

Table 4 Variations of water content measurements

Specimen
Moisture content (%)

1 2 3 4 5 Avg.

RC
Before tests 4.6 4.6 4.6 4.7 4.6 4.62

After tests 1.8 2.5 1.2 1.5 0.8 1.30

PSC
Before tests 4.4 4.4 4.6 5.1 5.0 4.70

After tests 1.0 0.7 2.4 - - 1.37

Table 5 Vari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estimations

RC (MPa) PSC (MPa)

Before After Before After

JSMS 28.45 24.68 29.76 21.83

JTCCM 24.91 21.26 25.92 19.03

EMPA 29.76 26.64 30.72 22.72

Avg. 27.71 24.19 28.80 21.19

JSMS: f
c
= 13R

o
− 184(kg/cm

2
)

JTCCM: f
c
= 10R

o
− 110(kg/cm

2
) where, R0: reference strength

50 days 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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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압축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잔존내력 구조성능 평가

콘크리트와 철근 또는 PS 긴장재와 같은 강재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와 강성이 저하되고, 약 500
o
C 이

상에서의 강성은 상온에 비하여 60% 정도로 감소된다.
18,20)

그러므로, Fig. 11과 같이 화재에 의한 손상을 받은 구조

물의 잔존내력 구조성능을 평가하였다. 화재손상을 받은

시편의 잔존내력 구조성능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손상

받지 않은 일반 RC 시편과 PSC 시편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일반 RC 시편은 사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반면에, 화재

손상을 받은 RC 시편은 압축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화

재에 의한 폭렬현상으로 인해 압축단면이 감소하였기 때

문이라고 판단되며, 극한강도는 일반 RC 시편에 비하여

0.73배 나타내었다. 일반 PSC 시편은 휨균열이 발생하였

으며, 화재손상을 받은 PSC 시편은 압축파괴 양상과 함

께 PS 긴장재 쪽으로 전단균열이 나타났다. 또한, 화재

손상을 받은 PSC 시편은 일반 PSC 시편에 비해 0.54배

의 극한강도를 나타냈으며, 강성 또한 RC 시편과 유사

할 정도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화재손상을 받은 PSC

시편은 화재손상을 받은 RC 시편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극한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RC 시편에 비하여 오히려 취

성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0에

서 확인한 것과 같이 PS 긴장력이 화재손상에 의해 릴

랙세이션이 발생하였으나, 잔류된 압축력으로 인해 취성

적으로 거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발생 가능한 극한 화재시나리오로 RABT

화재시나리오를 선정하였으며, 이방향 비부착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PSC) 패널의 내화성능과 화재손상 후

의 잔존내력 구조성능을 실험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프

리스트레싱에 의해 구속된 PSC 시편은 RC 시편에 비하

여 폭렬과 탈락에 의한 손상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고온

에 의한 긴장력의 릴랙세이션과 서로 다른 재료의 열팽

창률의 차, 콘크리트의 미세구조와 구속압의 변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콘크리트 시편의 역학적 성질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비부착 PSC

구조물의 열응력해석 및 내화대책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추후 PSC 구조물의 화재손상에

대한 설계온도설정 시 검토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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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교량, 터널, 원전격납구조물, 가스탱크 등의 주요 사회기반 구조물은 긴장재에 의해 구속효과가 적용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구조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른 구조재료에 비하여 내화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

고 있으나, 긴장재에 의해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고온의 화재에 대한 부재의 거동은 일반 콘

크리트 구조물의 거동과는 상이하나,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1400×

1000×300 mm 부재의 양방향에 430 kN의 긴장력을 준 비부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패널부재를 제작하여, 5분 이내

에 1200
o
C의 화재하중을 가할 수 있는 RABT 화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이방향으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의 내화성능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잔존내력구조실험을 수행하여, 화재에 의해 손상을 받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잔류응력을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화재에 대한 PSC

부재와 RC 부재의 거동은 서로 상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비부착 프리스트레싱, RABT 화재시나리오, 내화성능, 잔류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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